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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개개

Myinstall Myinstall 이란이란????
(주)스마일서브에서는 Linux 가상서버를 필요로 하며,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하여 다양한 Linux 배포판을 선택하여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가상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을 Myinstall (= Linux 내맘대로 설치)서비스

라고 합니다.

Linux Linux 배포판 제공배포판 제공

Linux 시스템은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하며, 그 연산체계에 따라 각각 32bit와 64bit

운영체제로 구분됩니다. (주)스마일서브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Linux 시스템의 폭넓은 선택과 필요에 따른 직접설치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Linux 배포판을 제공합니다.

종류 버전 종류 버전

CenOS
32bit 5.x, 6.x (final)

64bit 5.x, 6.x (final)
Fedora

32bit 15,16,17,18

64bit 15,16,17,18

Ubuntu
32bit 10.x,11.x,12,x,13,x

64bit 10.x,11.x,12,x,13,x
Debian

32bit 5.x, 6.x

64bit 5.x, 6.x

Redhat
32bit 7,8,9

64bit 제공되지 않음
SULinux

32bit 1.0, 1.5, 2.0

64bit 2.0

OpenSuse
32bit 10.x, 11.x 12.x

64bit 10.x, 11.x 12.x
FreeBSD

32bit 6.x, 7.x, 8.x, 9.x

64bit 6.x, 7.x, 8.x, 9.x

Geentoo
32bit 2011, 2012

64bit 2011, 2012
안녕Linux

32bit 제공되지 않음

64bit 1.2, 1.3, 1.3-R5

ArchLinux
32bit 2012.10.06

64bit 2012.10.06
ETC.

32bit

64bit

기타 요청에 의한 

배포판 지원



이이용안내용안내

회회원가입원가입
Myinstall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스마일서브의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며,

회원가입 단계는 Myinstall  상품 선택 후 서비스의 신청 마지막 단계에 진행됩니다.

서서비스 신청비스 신청
Myinstall 서비스의 신청은 (주)스마일서브 홈페이지 ( http://cloudv.kr )의

가상서버 메뉴에서 “Myinstall”(= Linux 내맘대로 설치) 항목에서 상품군을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설설치정보 확인치정보 확인
Myinstall 서비스를 신청하신 고객님의 E-mail 로 Myinstall 설치 페이지 URL과

함께 해당 페이지의 로그인정보가 발송되며, 안내되어진 Myinstall 설치페이지에서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IP정보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cloudv.kr/
http://cloudv.kr/
http://cloudv.kr/


이이용방법용방법
Myinstall 서비스를 이용방법은 메일로 발송된 설치페이지 정보를 확인 하여 보신후

해당 페이지에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Myinstall 설치 페이지 

※ 메일로 발송된 URL(Myinstall 설치페이지)에 접속 후 메일내용에 포함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Login 합니다.



▶ 기본정보 확인 및 운영체제(OS) 선택

※ 신청자 정보 및 할당된 IP와 시스템사양을 확인하고, 운영체제(OS) 설치를 위하여

    운영체제를 선택하여 설치를 시작하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1. 서비스를 신청한 신청자명과 할당된 IP 정보가 표기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한 상품의 시스템 사양이 표기됩니다.

    3. 고객님이 설치하고자 하는 운영체제(OS)를 선택합니다.

    4. 설치작업 진행시 진행중인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5. 운영체제(OS) 설치와 점검, 콘솔모드 연결을 위한 버튼입니다.

    6. Myinstall 서비스에 대한 도움말 항목 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 1단계 – OS 선택 및 O/S설치

※ 설치하실 운영체제를 선택하신 후 “O/S”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면서 설치화면이 연결됩니다.



▶ 1단계 – O/S설치 메뉴 ( O/S Control )

※ “O/S Control” 항목은 운영체제 설치 첫단계이며,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완료하는

    단계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됩니다.

    1. O/S 설치 취소 : 운영체제 설치중 모든 설치 단계를 취소하고 운영체제 선택

   단계로 되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진행중이던 모든 작업이 모두 취소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설치 완료 : 운영체제 설치를 마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 설치를 완료

      하는 단계입니다. “설치 완료”항목 클릭시 시스템은 설치를 마치고

      종료상태가 됩니다.

※ 운영체제 설치시 네트워크정보는 화면 좌측의 “네트워크 정보”를 참조합니다.

※ “설치완료” 버튼 클릭시 활성화 되어있는 “O/S Control” 메뉴는 비활성화 되며,

    다음단계인 “O/S 점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작업중인 페이지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2단계 – O/S 점검

※ 1단계에서 설치완료한 운영체제(O/S)를 부팅하여 설치상태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O/S 점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면서 고객님께서 설치한

    시스템이 부팅됩니다.



▶ 2단계 – O/S점검 메뉴 ( O/S 점검)

※ “O/S 점검” 단계는 고객님께서 설치한 운영체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및 점검을 통하여 설치작업으로 모두 종료할 것이지 또는 재설치를 할것인지

    검토 및 결정하는 단계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됩니다.

    1. O/S 재설치 : 설치가 완료된 시스템 상태를 모두 취소하고 처음으로 되돌아

        갑니다. 작업한 모든 사항이 취소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설치 점검 완료 : 모든 운영체제(O/S) 설치 작업을 완료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

    출력후 Myinstall 설치 페이지를 종료합니다.

※ “설치 점검 완료” 항목을 통해 모든 작업을 종료한 이후에는 Myinstall 설치 

    페이지에 다시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 3단계 – 시스템 START

    : Myinstall 설치 작업을 모두 종료 후에는 시스템 종료(shutdown) 상태이므로,

      (주)스마일서브 홈페이지 ( http://cloudv.kr )에서 시스템을 부팅 시켜주어야

      합니다.

     ※ (주)스마일서브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우측에 “로그인” 버튼 클릭 수 회원가입시

         등록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자동로그인방지”코드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주)스마일서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사용자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시고, 좌측 User Page 메뉴 중 “기타서비스 안내” 메뉴의

“클라우드V 콘솔서비스” 항목을 선택 합니다.

http://cloudv.kr/
http://cloudv.kr/
http://cloudv.kr/


     ※ “클라우드V 콘솔 서비스” 항목에 설치완료한 시스테의 상태를 보시면,

“STOP” 상태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옵션선택” 항목에서 “START”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연결되면서 시스템이 부팅됩니다. 

( 부팅후에는 서버상태가 START로 변경됩니다. )



주주의사항의사항
◆ Myinstall 서비스의 운영체제 설치 단계는 서비스 신청시 초기 1회에만 기본제공

    되며, 서비스 신청후 1개월 이내에는 무상으로 재설치 단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 개시 1개월 이후에는 재설치단계의 제공이 유상으로 지원됩니다.

◆ Myinstall 설치단계의 최종 완료(설치 점검 완료) 이후에는 반드시 (주)스마일서브

    홈페이지 ( http://cloudv.kr)에 로그인 후 “사용자 페이지” 메뉴의 “기타 서비스

    안내” 항목의 “클라우드V 콘솔서비스” 에서 해당 시스템을 “START” 처리 하여

    주셔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부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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